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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 및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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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학생의 학생활 응에 공선택동기  공만족도가 학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 학
생의 건강한 학생활 응을 돕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 다. 연구의 상자는 서울과 충청지역 학생을 상으
로 편의표집 한 242명으로 하 다. 조사기간은 2015년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이었고, 배부된 250부  242부를 최종 
분석하 다. 자료분석은 SPSS 21.0 for Window 로그램을 사용하 다. 연구결과, 변수들 간의 상 계를 보 고, 학생의 
학생활 응은 개인  동기, 사회  동기 순으로 향력이 있었고, 공만족도  수업만족도에 의해 향을 받는 것이 

가장 컸다. 설명력은 38% 다. 따라서 학생의 학생활 응도를 높이기 해서는 수업만족도를 고려한 교수학습 로그
램 개발  상담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otivation for the selection of major and 
satisfaction in the major on the adaption of university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and to present basic data to assist
in the healthy adaption of university life. A survey was given to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and Chungcheong cities 
from October 13 to October 27, 2015 of 250 copies of the questionnaire distributed, a total of 242 copies were in
the final analysis. For data analysis, SPSS 21.0 for Windows was used. As a result, there were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the adaption of University life of university students was affected by the personal motivation, social 
motivation for the selection of major with the largest effect being class satisfaction. The explanatory power was 38%.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develop teaching and learning programs and counselling students considering class
satisfaction for improving the adaption to universit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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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변하는 사회 속에서 응하며 자신에게 가장 합

한 직업을 찾기 해 학에서의 공 선택은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 불황에 따른 직업 의 변화는 

공 선택의 변화를 래하여 구나 선호하는 직업군에 

몸 담기 한 수동  선택을 하게되었다. 한 '스펙쌓기
‘라 불리는 구직경력 비에 몰두해야하는 학교육은
[1] 입시 주의 교육에 오래 노출되어온 우리나라 청소

년들에게 능동  경험의 기회를 주지 못했다. 이로 인해  
공 선택 후에 진로에 한 좌 과 갈등으로 학생활 

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를 증명하듯 우리나라 학생의 상당수는 입학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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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복학, 자퇴, 과, 편입, 재입학을 통해 자신의 
공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2]. 한 학의 명성이나 학
과 인지도로 공을 결정한 경우에도 성을 고려한 경

우보다 진로변경의사가 높았다[3]. 이 듯 자신의 흥미

나 심도를 시하여 공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심리

으로 잘 응 할 수 있지만 사회  지 나 성역할을 

심으로 한 선택의 경우에는 응 과정에 어려움을 보

일 수 있다[4]. 즉 학생의 공 선택 동기의 원인이 내
재  요인과 한 연 성을 지니고 있으며, 내재  요

인에 의해 학생활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연[5]과 한 정[6]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  동

기로 공을 선택한 학생들은 공이 자신의 성이나 

흥미, 재능, 장래직업과 일치하기 때문에 공의 교과내
용에 흥미와 가치를 느끼게 되면서 공에 한 이해도

도 높아져 공 만족도를 높이는 요한 요인임을 제시

하고 있다. 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 수 이 높

아지며 이는 정 인 학생활로 응하도록 향을 미

치게 된다[7]. 하지만 학업  응에 요한 향을 미치

는 요인인 개인  동기로 능동  선택을 한 공이라 해

도 학생활 응이 모두 정 이라 할 수 없는 이유는 

장래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심혜란 [9]의 연구
에서도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순서를 살펴보면 

장래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졸업 후 진로나 취업의 
길이 안정 인 공계열 학생들보다는 다른 계열의 학생

들이 학생활 스트 스가 높으며 이로 인해 학생활 

응에도 향을 주기 때문이다[8]. 졸업 후 진로나 취업 
등의 사회  요구에만 맞춰진 수동  공선택의 경우는 

개인  요구로 능동  공 선택을 하지 못했음에 한 

갈등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개인  동기만으로의 능동  

선택을 한 경우는 그 반 의 경우와 부딪히게 되면서 이

로 인한 스트 스의 경험도 상할 수 있으며 이 한 

학생활에 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학생활 응을 해서는 학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자신을 변화시켜 변화되는 환경에 맞

추거나, 자신에게 맞도록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응하
는 것이라 할 것이다[9]. 

로벌 융 기, 경기침체 등으로 학 졸업자의 취
업문이 좁아지면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려
면, 자신의 흥미나 심도를 고려한 신 한 공 선택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만[10], 공한 공자체의 문성을 
극 화하기 한 차별화된 교육과정 개발과 학생들의 

공과 성향에 맞는 상담  취업 로그램 등 극 인 

책 마련이 시 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생활 응에 공

선택동기와 공만족도가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하

다. 그러므로 학생의 공선택동기와 공만족도가 
학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 학생의 건강한 

학생활 응을 돕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 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상자의 공선택동기  공만족도가 

학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상자의 공선택동기의 하부요인을 악한다.
상자의 공만족도의 하부요인을 악한다. 
상자의 학생활 응을 악한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공선택동기, 공
만족도  학생활 응의 차이를 악한다.
상자의 공선택동기, 공만족도  학생활 

응간 상 계를 악한다.
상자의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생의 공선택동기  공만족도가 

학생활 응과의 계를 알아보고 이 에 미치는 향

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과 충청지역 학생을 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상으로 총 250명을 편의표집하
다. 표본수는 Faul, Erdfelder, Buchner와 Lang[11]이 
개발한 G-power 3.1.6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 회귀분

석에 필요한 간정도의 효과크기 .15, 유의수  .05, 검
정력 .90으로 했을 때 최소 표본수 166명으로 산정되었
며,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인 242명은 통계  검

정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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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 도구

2.3.1 전공선택동기

공선택동기 척도는 정보연[5]이 개발한 것을 사용
하 다. 2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인  동기 

3문항, 사회  동기 4문항이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 5  Likert 척도로 
평가하 다.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a)는 개인  동

기 .76, 사회  동기 .5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개인  

동기 .89, 사회  동기 .58이고, 공선택동기는 .62이었다.

2.3.2 전공만족도

공만족도 척도는 장문 [12], 김혜주[13]의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를 김희 [14]이 수정, 보완한 것을 연구
자의 목 에 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본 척도는 4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교과만

족 6문항, 수업만족 3문항, 계만족 3문항, 인식만족 3
문항으로 총 15문항이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5 까지 5  Likert척도로 평가하
다. 수가 높을수록 공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

다.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a)는 .69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는 .91이었다.

2.3.3 대학생활 적응

학생활 응을 측정을 해 Baker & Sirky[15]가 
제작한 학 응도검사(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진원[16]이 번안한 것을 연
구자의 연구 목 에 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본 척도는 4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업  

응 5문항, 사회  응 6문항, 개인정서  응 4문항, 
학환경 응 5문항으로 총 20문항이다. 각 문항은‘
 아니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 5  Likert 
척도로 평가하 고, 반 질문은 역환산하여 계산하 다. 
수가 높을수록 학생활 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의 신뢰도(Cronbach’s a)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6이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이며, 본 연구의 목 과 취지, 익명성의 
보장,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해 설명한 후 자발 으로 

참여를 원한 학생들에게 본 연구에 한 설명이 포함된 

동의서와 설문지를 나 어 주었다. 연구를 허락한 후에
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며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철 히 

보장 될 것이고, 자료는 연구를 해서만 사용됨을 구두
와 서면을 통해 알렸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10분-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이후 참여자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
보 보호를 해 통계처리 시 개인 식별정보를 암호화하

다. 자료의 탈락과 손실을 비하여 250부의 자료를 
배부하 고, 그  불성실하게 답변하 거나 부 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24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
에 사용하 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for Windows Program으로 
분석하 으며, 구체 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

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공선택동기, 공만족도, 학 생활 

응의 정도는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공선택동기, 공
만족도, 학생활 응의 차이는 t-test, ANOVA
로 분석하 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실시
하 다.
상자의 공선택동기, 공만족도, 학생활 응 
간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 다.
상자의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해 진입(Enter)방식 다 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 다.

3. 연구 결과

3.1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242명의 학생 성별은 남학생이 55.8%, 여학생이 
44.2% 고, 평균연령은 20.6세며 1학년이 72%로 가장 
많이 차지하 다. 공은 인문사회계열 15%, 이공계열 
36.4%, 체능계열 11.2%이고 의료보건계열은 36.8%
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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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n(%)

Gender
Male 135(55.8)
Female 107(44.2)

Grade
(Age mean 
20.6)

Grade 1 173(71.5)
Grade 2 53(21.9)
Grade 3 11(4.5)
Grade 4 5(2.1)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38(15.7)
Science and Engineering 88(36.4)
Creative and Performing Arts and Sports 27(11.2)
Health Science 89(36.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
       (N=242)

3.2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및 대

학생활 적응의 정도

학생의 공 선택 동기는 5 을 만 으로 평균 

3.14±0.49 이었고, 하 요인 에는 개인  동기가 

3.54±0.89 으로 사회  동기 2.87±0.58 으로 높게 나

타났다. 공 만족도는 5  만 으로 평균 3.37±0.64
이었고, 하  요인 에서는 인식만족 3.61±0.80  , 교
과만족 3.35±0.71 , 계만족 3.26±0.88 이며, 수업만
족 3.26±0.76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생활 응
은 5 을 만 으로 평균 3.27±0.43 , 하 요인은 학

환경 응 3.47±0.59 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정서 응 

3.23±0.58 , 사회  응 3.23±0.55 , 학업  응 

3.15±0.62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Motivation for Major, Satisfaction in Major 
and Adaption of University Life of the 
University Students.

(N=242)

Variables(Mean±SD)
Mean of 

Item
Mean±SD

Cronbach 
alpha

Motivation for selection of major 
  (31.39±4.89) 3.14±0.49

.617  Personal Motivation 3.54±0.89
  Social Motivation 2.87±0.58
Satisfaction in major 
  (50.51±9.59) 3.37±0.64

.911
  Curriculum satisfaction 3.35±0.71
  Class satisfaction 3.26±0.76
  Relationship satisfaction 3.26±0.88
  Recognition satisfaction 3.61±0.80
Adaption of University life
  (65.40±8.60) 3.27±0.43

.763
  Adaption of study 3.15±0.62
  Adaption of society 3.23±0.55
  Adaption of personal emotion 3.23±0.58
  Adaption of environment of university 3.47±0.59

3.3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동

기,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학생의 공 선택 동기는 여성은 개인  동기

(3.66±0.80)가 사회  동기(2.92±0.56)보다 높았고, 남성
도 개인  동기(3.45±0.95)가 사회  동기(2.83±0.60)보
다 높았지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공만

족도와 학생활 응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지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생의 공 선택 동기는 3학년의 경우 개인  동

기가 높고, 4학년의 경우는 사회  동기가 높으며, 개인
 동기가 높았던 3학년이 공만족도가 높고, 사회  

동기가 높았던 4학년이 학생활 응이 높았지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생의 공에 따르면, 체능계열(4.11±0.70)은 의

료보건계열(3.59±0.91), 인문사회계열(3.43±0.88), 이공
계열(3.38±0.86)보다 개인  동기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5.26, p=.002). 반면 
사회  동기는 의료보건계열(3.05±0.59)이 가장 높고 
체능계열(2.65±0.57)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5.25, p=.002). 공만족도

는 개인  동기가 높았던 체능계열(3.86±0.73)이 가장 
높았고, 사회  동기가 높았던 의료보건계열(3.51±0.49)
이 그 다음 순 이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F=13.31, p<.001). 이공계열(3.14±0.59)은 공만족
도에 있어 Scheffe 사후검증결과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
다. 공에 따른 학생활 응은 체능계열(3.52±0.47), 
인문사회계열(3.26±0.44), 의료보건계열(3.25±0.43), 이
공계열(3.22±0.3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F=3.55, p=.015)(Table 3).

3.4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및 대

학생활 적응간의 상관관계

학생의 학생활 응은 개인  동기(r=.571, 
p<.001)  공만족도(r=.520, p<.001)와 강한 양의 상
계를 보 고, 사회  동기(r=-.153, p=.017)와는 음

의 상 계를 보 다. 공 선택 동기  개인  동기는 

공만족도와 강한 양의 상 계를 보 다(r=.571, 
p<.001)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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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Motivation for selection of major
Satisfaction in major Adaption of university life

Personal Motivation Social Motivation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Gender
Male 3.45±0.95 -1.79

(.075)

2.83±0.60 -1.19
(.232)

3.31±0.72 -1.54
(.125)

3.25±0.46 -.63
(.529)Female 3.66±0.80 2.92±0.56 3.44±0.51 3.29±0.39

Grade

Grade 1 3.57±0.91

1.33
(.267)

2.86±0.59

.77
(.511)

3.35±0.67

1.23
(.300)

3.26±0.43

1.65
(.180)

Grade 2 3.37±0.85 2.94±0.49 3.32±0.49 3.25±0.40

Grade 3 3.89±0.83 2.67±0.85 3.66±0.75 3.45±0.46

Grade 4 3.65±0.72 2.97±0.48 3.65±0.45 3.59±0.38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3.43±0.88b

5.26
(.002)
a>b

2.77±0.71ab

5.25
(.002)
a>b

3.20±0.69c

13.31
(.000)
a>b>c

3.26±0.44b

3.55
(.015)
a>b

Science and 
Engineering 3.38±0.86b 2.79±0.47ab 3.14±0.59c 3.22±0.39b

Creative and 
Performing Arts 
and Sports

4.11±0.70a 2.65±0.57b 3.86±0.73a 3.52±0.47a

Health Science 3.59±0.91b 3.05±0.59a 3.51±0.49b 3.25±0.43b

˕ Scheffe test

Table 3. Differences of Motivation for major, Satisfaction in Major and Adaption of University school lif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ity students. 

(N=242)

Variables
Personal Motivation Social Motivation Satisfaction in major

r(p)

Satisfaction in major .571(<.001)

Adaption of University life .467(<.001) -.153(.017) .520(<.001)

Table 4. Correlation Matrix of Variables                                                         (N=242)

3.5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정도

학생의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하여 진입(Enter)방식의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 다. 회귀분석을 한 독립변수는 
상자의 일반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공 

변수   학생활 응과 유의한 상 계를 나타낸 

공 선택 동기와 공만족도변수를 가능한 향요인으로 

선정하 다. 공은 인문사회계열을 거변수로 가변수

(더미변수)처리하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잔차분
석, 향력진단, 다 공선성 검정을 실시하 다. 오차항
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한 잔차분석으로 Dubin-Watson 
값을 확인한 결과 1.834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자기상
성이 없고 독립성임을 알 수 있었다. 향력 진단을 한 
Cook’s Distance 검정결과 모든 측정치가 .000~.107로 
나타나 1.0이상인 개체가 없어 모형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독립변수 간의 다 공선성을 진단하기 

하여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인자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
계는 .346~.887로 모두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는 
1.127~2.893으로 모두 10미만이어서 다 공선성은 배제

되었다. 
공, 공 선택 동기, 공만족도를 측변수로 하여 

학생의 학생활 응를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

계 으로 유의하 다(F=15.51, p<.001). 회귀모형의 설
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 R2(adj. R2)=.38(.35)
로 회귀모형은 학생활 응 총 변화량의 38%를 설명
하고 있다.

학생의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측변수의 

거변수에 한 기여도와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

과, 유의수  .05에서 학생활 응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측요인은 수업만족(B=.31, p<.001), 개인 동

기(B=.22, p<.001), 사회 동기(B=-.16, p=.003)순이었
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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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 SE B t p R2 Adjusted 
R2 F(p)

Constant 2.28 .17 13.32 .000

.38 .35
15.51

(<.001)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cience and Engineering -.009 .067 -.010 -.131 .896

Creative and Performing Arts and Sports -.011 .091 -.008 -.124 .901

Health Science -.099 .071 -.112 -1.400 .163

Motivation for 
selection of 
major

Personal motivation .106 .033 .219 3.230 <.001

Social motivation -.120 .040 -.164 -2.973 .003

Satisfaction in 
major

Curriculum satisfaction .060 .054 .098 1.107 .269

Class satisfaction .172 .042 .306 4.114 <.001

Relationship satisfaction -.001 .033 -.002 -.024 .981

Recognition satisfaction .066 .042 .122 1.587 .114

Table 5. Factors Influencing Adaption in University Life                                              (N=242)

4. 논의

본 연구는 학생의 공선택동기  공만족도가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정도를 악하여 건강한 

학생활 응을 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학생의 공선택동기는 평균 3.14  

이었고, 하 요인별 수는 개인  동기가 3.54 , 사회
 동기의 평균은 2.87  이었다.  
일반  특성에 따른 공선택동기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개인  동기와 사회  동기 모두 높게 나타났고, 
학생활에 어느 정도 응하여 안정 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3학년들이 개인  동기가 높은데 비해 사회  동기

는 3학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회  동기는 곧 사회

로 나가야 하는 4학년들에게서 가장 높았다. 공에 따

른 공선택동기  개인  동기에 있어서는 체능계열

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보연[5]의 연구
와 일치하지만, 의료보건계열이 가장 높았던 사회  동

기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한 송윤정[17]의 연
구결과 공선택동기  개인  동기 즉, 내재  동기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만 사회  동기 즉, 외재  동기는 

학생활 응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개인  동기로 공을 선택하는 경우, 학업  

응, 사회  응, 환경  응에 향을 미치지만, 개인-
정서  응에는 향을 미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  응의 경우 개인  동기에 사회  동기를 첨가

할 경우 향을 미치는 설명력이 1%증가하는 결과를 보

다[17]. 이는 개인  공선택동기의 수 이 높을수록 

학업 응수 이 높아지는 결과와 일치한다.
공에 한 기 와 만족도는 학생 개개인의 학교

생활 응과 진로 비에 큰 향을 주는데, 공불만족

은 결국 학교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게 한다[18]. 학생

의 공만족도는 본 연구에서 평균 3.37 이었으며, 하
요인별 수의 순 는 인식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

는데 이는 조인 [19]의 연구와 일치하며, 교과만족이 
가장 높았던 연구와는 다른 결과 다[1]. 그리고 교과만
족도, 계만족도, 수업만족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장래문제, 경제문제, 학업문제, 가치  문제등의 순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비슷하다[20, 21].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공 만족도는 더 높았으며, 개인  동기가 가장 높

았던 3학년과 사회  동기가 높고 곧 사회로 나가야 하

는 4학년이 1학년과 2학년에 비해 공만족도가 높았다. 
한 개인  동기가 높았던 체능계열 학생과 사회  

동기가 높았던 의료보건계열 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

과 이공계열 학생들에 비해 공만족도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 학생활 응은 평균 3.27 으로 나타

났으며, 하 요인별 수 순 는 학환경 응, 개인정
서 응, 사회  응이며, 학업  응이 가장 낮게 나타

났다. 이는 학생활 스트 스 요인  학업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데[22], 이러한 결과는 
의 사회  경제  변화에 의해 개인  동기가 아닌 치

열한 취업 경쟁으로 인해 비교  취업이 용이하다고 여

겨지는 공학과에 한 사회  동기로 공을 선택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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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특성에 따른 학생활 응은 남학생이 여학

생보다 낮았으며, 학생활 응은 4학년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22, 
23]. 학생활 응이 낮은 학생은 사회  동기로 

공을 선택하고 공만족도가 높았던 의료보건계열 학생

들이 다.
학생활 응에 향을 주는 변수에 한 연구를 살

펴보면, 최은구[24]의 연구에서는 학생의 인터넷 독, 
SNS의 페이스북 사용[22], 심리  독립, 성인애착[25], 
사회 지지[26], 산타툰[27]과 김진희[28]의 연구에서는 
학생활 스트 스[27, 28]가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학생활 응에 가장 큰 향력이 있는 

것은 수업에 한 만족도이며, 개인  동기로 공을 선

택한 경우, 사회  동기로 공을 선택한 경우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송윤정[17]의 연구결과에서 학생활 응 
 학업  응에 향을 미치는 경우는 개인 동기와 

사회  동기 모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

치한다. 사회  동기로 공선택시 학과에 한 사 지

식을 가진 학생의 경우 그 지 않은 학생보다 학생활

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와도 일치한다[29]. 
한 이는 본 연구에서 공만족도가 높으려면 수업에 

한 만족도가 높아야 함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지만 

사회  동기보다는 개인  동기로 공을 선택했을 경우 

학생활 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향요인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 로 볼 때, 학생의 학생활 응

은 공선택동기  공만족도에 의해 향을 받는 것

이 확인되었고, 그 에서도 수업만족도가 가장 향력
이 컸으므로 학생의 학생활 응도를 높이기 해서

는 수업만족도를 높이기 한 교수학습 로그램을 개발

하여 교과과정에 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과 충청지역 학생을 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상으로 총 242명을 상으로 
공선택동기  공만족도가 학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수행된 서술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선택동기의 개인  동

기와 공만족도의 변수들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양

의 상 계가 있었으며, 개인  동기  공만족도와

와 학생활 응의 각 변수들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

한 양의 상 계가 있었다. 그리고 사회  동기와 학

생활 응의 각 변수들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상 계가 있었다. 그리고 학생의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만족  수업만족, 공선택

동기  개인  동기, 사회  동기 순으로 향력이 있었

고, 설명력은 38% 다.
이상의 결과를 토 로 볼 때, 학생의 학생활 응

은 수업만족  개인 , 사회  동기에 의해 향을 받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 에서도 수업에 한 만족도가 가
장 향력이 컸으므로 학생의 학생활 응도를 높이

기 해서는 수업만족도를 고려한 로그램 개발  상

담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서울과 충청지역 학생을 상

으로 편의표집 하 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

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의 학생활 응에 한 심을 높이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해 공별 상자의 수와 범

를 확 하여 반복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학생의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이 수업만족, 개인  동기, 사회  동기 외에 다른 변수

들을 찾아내어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을 제언한다.
셋째, 학생의 학생활 응에 큰 향을 줬던 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용할 것

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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